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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연 

외국어 교육의 최종목표를 한마디로 얘기하연 ~h습지을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라 힐 수 있는데 이는 곧 j의사소통올 위한 상호작용올 하 

는 방엉의 습득\Brow얘lXll하)’이라고 바꾸어 알할 수 있다 비록 한정원 

종간이긴 하지만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 그리고 학습자들 사이에 

서 목표언어에 의한 활발한 상호작용운 교실올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 있 

는 사회의 한 축소왼 영역이므로 곧 교실 밖의 휠말한 상호작용의 연습 

및 기반이 왼다고 힐 수 있다 따라서 교실 얀에서 옥표언어에 의한 상호 

작용의 활성화는 교수 혁F습의 훨통 목표이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 서웅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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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직한 방법이 원다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와 ξ링자 간， 특 

히 학습지틀 간의 상호작용적 측연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언어 수업에 대 

한 총용한 이해와 효과플 기대하기 어영다 

중국의 한국어교육응 의사소홍 중심의 교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져 오연 

서 현실적으로 그다지 효괴를 보지 옷하고 교실에서도 한국어 사용보다 

한국어 지식습득에 더 많은 시간올 보내고 있다 교수적인 측연도 중요하 

지안 학습자 측연에서 학생틀의 발화 산출， 그리고 학습지을 간의 상호작 

용 유형과 전략를올 연구하여 교육의 현장에 적용시킨다연 학습의 효과 

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도융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중국의 한국어 알하기 수엽에서 실 상황 과제 훨동올 중싱으로 

학습자 틀 간의 언어 상호작용융 분석하고 그 중 언어 상호작용올 옐성화 

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전략올 실제 알하기 교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n 말하기 교수 • 핵송에서의 언어 상호작용의 의의 

l 일하기 교수획습의 특성 

알올 한다는 것은 곧 의사소통이다{Gu!rpn(I!&;9l 의사소통이 원활 

하다는 것은 의사소통 침여자틀 간의 상호작용이 웬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사소홍이 야어지는 장소071 어디이고 의사소통에 초썩 

하는 사랑률이 누구이건 간에 이를 전제로 한다 울흔 교실에서 이루어지 

는 교사와 i혐자 간의 의사소통 또한 예외가 아니마 말하기 교수 학습 

은 말하기 능릭의 동냉1 더 니。171 의사소홍 능력의 헝F상올 목적으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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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하기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객인 지식 및 원리와 항께 여 

러 7f~1 유형의 언어 사용 활동이 그 내용 체계률 이루며 땅엽의 측연에 

서 올 때 전반적으로 운엄 활용 연습파 말하기 연습을 연계한 pppll방식 

의 학습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알하기 능력을 헝샘시키기 위해 어휘 

나 문엉 항옥 둥 지식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율론이지얀 화용격 

으로 적절한 당화 구성， 상호작용 방법，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핵않도 당 

연히 요구왼다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육과정어써 설정한 말송ν1 교혀야因18 口 

냄)의 목표는 학습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로 말하는 습관융 기르고 해 

당 장소와 상황에 적함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즉석 발언올 5분 

정도로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정해진 화제로 상대방파 대화를 할 수 있어 

야 하는 둥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구어의 특성파 발 

옴， 억양， 일상 대회{우체국에서 병원에서 울건사기 둥1 ， 여앵지， 관광지 

소개 한국의 영절과 풍속， 일부 사건에 대한 평론 퉁이 포함외여 수영 방 

식으로 교사 설영1 제시1 학습자틀이 알 힐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짝 

환동이나 소집단 휠동과 시벙， 그리고 교사의 평가{大추야댐i용'"쑤大쩍 

창조) 등을 권장하고 있다 

2 언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 

언어 상호작용은언어를통한상호조정의 과정이다<Am뼈arffi"끼.:tIR\ 

었껴) 호혜적인 대화의 정「에서 대화 죠썩지들은 어떤 사회적인 행동 예 

컨대 주문을 하고 제안을 하는 동의 행위들을 언어를 통해서 수행한다 

언어 상호작용은 핵스트에 대한 이해와 달리 대화자틀 시아의， 즉 쌍방의 

l) I뀌i는 제시단거빠$때;.，)-연습딴계아때reHI.현연계떠띠XtiOOI로 구성굉 단 

계적 요수 엑융오형이다 (Ilym,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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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위해 앵히는 언어기술인데 여기에 의이를 정겸히는 능력이나 이 

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 의미 협상의 능력， 발회를 조절하고 수정하 

는 능력2) 풍이 포항된다 조정은 말화를 연형시키는 방법으로서 화자가 

청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후 상대적으로 유창한 화자가 얼 유창한 화 

자의 수춘에 맞게 발을 변형시키는 것올 얄한다{Lyoch 1!Ðj, Gaiæ 19>31 

언어 표현 조정은 언어의 이해냐 산출을 도모하기 위한 문엽의 정교화나 

바꿔 말하기 퉁이 포합되고 대화 구조 조정응 대화의 상호작용적 구조와 

내용 측연의 초정으호 나누어서 올 수 있다 상호작용적 구초는 의시소통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협싱않 뭇하는데 의미협상 과정은 입력 자료 

를 학숨자의 수준에 맞게 조첼}는 파정이기도 하고 ~，습Z써게 수정왼 

발화를 유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내용 측연의 조갱은 주제의 전개나 화 

제의 교환 퉁과 판련된다{100g 19>3, 19æ1 

의사소통놓력이란 인간이 특갱 상황어 서 에시지릉 전당하고 해석하며 

인간 상호 간의 의띠를 타협하게 해주는 능력으로서(Brown 앙lZ~1 교 

수법 영역에서 의사소용 능력은 문법의 옳고 그음을 판단하는 문법능력， 

의시소풍의 상횡에 맞게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 즉 사회규범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사회언어 능력， 언어 수행 상의 제약으효 일어나는 의 

21 잉허온 오국어 화자나 *언어 화2까 적적어 ~~;자애게 재용하는 언어영 앙한다 
<l생자는 잉허얘 노*~ 룬 아니라 언어적 잉력이 엑암자애게 이혜되어야 하며 잉 

려융 이해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회응 용해 자신이 가진 내￥걱 규칙ξ 싱세애 적용 

혜 보고 검중용 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대&혀ml뼈 1!E2, 1잊61 잉역융 이해 

가웅하게 안드는 앙엉애는 잉력의 안순화나 언어객 또는 언어 외칙 운액 사용 대화 
시 상호작용올 용한 조정 등이 있다Ü.JO 19'G, 1!!l;1 이해 7냥한 양화는 이혜 가능 
한 잉력의 중요성에 상안외는 개념이 아니라 보싼객인 개녕이대S‘llIÍn. l'뼈 의이 
협상 '1갱얘서 갱외하고 척정한 앙파 요구는 억습자호 하여긍 표현 방엉애 주의윤 
기용이게 히여 문엉객 놓력응 양당시킹 수 있다 충역은 언어융 습득하는 데 명수적 

인 과갱이j!， 쫓력원 언어용 유의이하게 재조정하여 다시 A 용항 수 있는 기회가 학 
융자애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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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풍 장애를 보상하고 의사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책략을 시용할 줄 아는 전략적 능력 둥이 포항된대canal & Swain, !!B)) 

교수 학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또 학습자틀은 

교λl에게 각각 정해진 역할들올 기대하고 요구하고 또 행하고 받아들이 

여 상호작용을 한다 결국 어떤 외국어의 의사소똥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학습자가 상대방의 일올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웅하며 지신의 생각 

을 표현항 수 있는 통합적 능력을 갖출 것으로서 이러한 능력은 목표어의 

문업을 파악한다든가 단절원 별개의 문장올 반복하여 외우는 방식으로 

충분히 알달할 수 없마 알하기 교실 안에서도 교실 밖의 일상적 대화와 

감이 통합적 능력이 요구되는 언어 상호작용을 실행한다연 교실 밖 언어 

상호작용을 위한 연습이 될 수 있다 알하기 교수 학습에서 언어 상호작 

용 전략융 적용하는 것은 결국 앙~f71 능력. '-l<>f가 의사소통농역의 신장 

에기여를한다 

m 학습자 학송자 간 언에 상호작용 전략 

l 분석 대상과빙업 

본 논문은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올 연구 대상으혹 상으며 교사 

가 아닌 혁습지-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운에 알하기 

교실에서의 과제 할동 전사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말하기 수엽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들 간의 언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어 상호작용 효파를 촉진할 수 

있는 방엽이 우엇인지를 고창하기 위해 휠자가 때7년 5월 중순부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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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까지 북경 대외경제무역대 북경대 욕경외대， 중앙민족대 제2외대 5 

개 대학교 한국어 학과에서 총 <k)시간의 한국어 딸}기 수엉과 학습자 

100명의 실 상황 말하기 과제 활동융 녹옴하였다 본 논운에서는 그 중 초 

급 ξk습지를 중심으로 한 실 상황 알하기 과제활동 당화 자료를 분석 대 

상으로 삼았다 실 상황 알하기 과제 활동은 해당 수엉내용과 판련원 짝 

활똥 위주의 통제 역항극과 자유 역할극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과제 황동 과정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학습자 간의 울완전한 얄화릉 해석해 내기 위해 본 논문은 당화용석 

방엉융 기반으로 실앙다 언어수엽어 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l-R-F유형CF1ar뼈，11쨌 19M, Ellisl1쨌))의 구조는 학습자의 언어에 대 

한 지식올 정겸하는 차원에서 그치기 때문에 협%율 동한 상호작용으효 

이어지기앤 한계가 었다 &ψml1쨌)에서는 협상적 상호작용 구조를 

l-R-[IR(F)' I(F)로 도식화하였는데 본 논문어 서는 맏하기 수엉에서 얻어 

진 자료틀올 외국어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분석 '1 계인 &ψ1비l잊!l)의 

당화 분석 체쳐pl를 주로 창조하였다 

수업 관창과 녹융올 용하여 말하기 과재 활풍이 짝 환통이냐 소그룹， 

욕히 싹 활동 역할극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용이라는 것올 알 수 있었 

다 학습자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운과 대당을 반복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대화가 중단되거냐 문제가 얄생할 경우， 교샤는 학습자 간 

의 대화에 가끔 끼어들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거나 발화 산출의 문제정율 

3) F1JA'3 당화 단위 셰계 차시와 단위수엉Cl..es9:n&Tt-.nsa:timl 연속 얀화교l!{s..mæ)， 

안화표연{""""영01 안화이원κkwe) 수엉앵동1M)， 없ωna{J911l. 본 는운얘서는 
인땅객인 앵동울 세외한 OJ'앙향적인1 비언어칙 상호작용융 재외한 언어적 상호작용 
에안 '"정용 맞추기 때푼에 &ψm(l!m)에서 저시한 당화 필석 우l계쉰 션찍 적용하 
었나 교사와 학습자등의 언어칙 상호작용옹 용석하기 우 해서 또한 &회'"의 잉녁 

가성， S‘"'"의 용릭'1λ4 그리고 Img의 상호작용 가성애서 재시한 일￥ 개녕파 용 
어둔옹앙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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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꿰 딸}기 

상대방이 이해하지 옷 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용 어휘나 표현융 비슷한 

다흔 말로 바꾸어 말하거나 모국어로 바꾸어 딸논 경우플 알한다 

자료l 

SI 기차용 겔까요? 기사표 조긍 싸요(학습자 유도 양화) 

~ 시간도 오래 갤려요(학습자 용당 양희) 

SI 그럼 당신용 표숲도A?I~~습자 유도 안화) 

~ 뭇솥도A?I학습자 의이 협상 유도-안욕) 

SI 쪼엉t당콕 우엇용 타고 가요거학슐자 바로 장기 바꿔 망하기 유도 

양화) 

~ 비앵기 비앵기(억습자 옹당 알화) 

〈여앵하기〉 토흔과제 

자료j에서 획않자l이 ’무엇옴 타고 갚 것인가‘륜 중국식으로 ‘무슨 I Jt 

(도구)'라고 표현올 었는데 <"습자27} ‘무슨 IA’할 얀북함으로에 2냉이 

이해하지 옷 했용융 상대방에게 알였으며 이에 학융자l이 무슨 IJt’라 

는 표현올 ‘무엇융 타고’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억움자2익 이해를 촉진하 

고 웅당 양화를 이끌어냈다 

L 풀어 알하기 

이해하기 어려훈 대ιk껴블 이이 애용 어휘냐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조정해 주거나， 대상어 속성의 일연올 정의하거나 사용되는 맥락율 제공 

해 주는둥경우플 얄한다 

자li2 

SI 우엇용 타고 무엇융 타고 가요.?(학융자 유도 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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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앵71. .. 비앵기 (학습자 웅당 딸아) 

51 우자입니다 비행기표 비행기표가 욕률젠월으l렌욕，?(학습자 유도 알 

화) 

52 호;갱월~갱휠(여1융자 용당 앵.JI-안혹) 

51 요~씌~좌함. (억‘습자 방화 조정 바꿔 말하게 

s2 I!!. 예 예약 。}이구(억습자 수용) 

51 에익f하연 값은 싸요.?(학습자 유도 알화) 

52 얘(학습자 옹당 안학) 

〈여앵하기〉토혼과제 

자료2에서 한숭자2가 ‘세잉’이라는 단어의 뭇을 올라 정확한 웅당 말화 

를 할 수 없었지안 학습자l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일’이라는 단어를 

‘싸게 판다， 할인한다{중국어Y는 의미로 뭇울이를 해줌으로써 학습재2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옹당하도록 유도하였다 

@대화구조조정 

대화 구조 조정은 대화2딛늄1 의미 협싱}을 통해 입력을 이해 가능하게 

안을고 또한 이해 7냥한 말화를 산출하는 상호작용척 조정 유형이다 문 

제 해결올 위한 의미 협상의 유형으로는 이해 정경， 확인 점검1 보댁， 영 

료화요구퉁이 있다 

「 획인 정겸 

상대땅에게 싸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는 상호작용적 조정 유형 

이다 

자료3 

51 수영장 옆에 엎에 우엇 (학습자 유도 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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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무엇이 (교사 바로 장기) 

51 우엇이 있어요η학습자 바로 잡기 유도 양화) 

52 경프 있어요(학습자 용답 양학) 

51 캉J!?(학슐자 의이 연상 유도 확인 갱정) 

52 장콕(학습자 웅당 알화) 

T 창고 아니연(중국어) 차고.? (표사 유도 일화) 

52 창고(학습자 용답 알화) 

〈정보차 과채〉 

자료3에서 학습자I이 학습자2의 웅당 발화 중 ‘창고’라는 어휘를 차고’ 

로 잘 못 이해했는데 자신이 정확하게 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학 

습"12에게 확인 정겁을 한다 이에 학습자2가 자신이 말화한 내용의 정확 

한 의미를 다시 한 번 획엔해 주었다 

L 반복 

지신이나 상대방의 얄올 'Ilι복하여 바로갑도록 하거나 반용을 이끌어 

내는상호작용유형이다 

자료A 

51 기차로 질까요끼학습자 유도 양회) 

52 기차 기차요 써지안 시간이 많이 걸렸어 걸려요 시간이 않이 경혀요 

융 이형게 하연 우리 많이 힘융어요 (찍않자 웅당 발화) 

51 그런데 나는 비뺑기툴 타연 종 얼이 얼미 (학습자 유도 알화) 

T 영미가 냐요(교사 바로 장기) 

51 월"l표요효 (학습자 바로 잡게 

52 월"l갚土앨:1 (억송자 의미 연상 유도 아륙) 

51 삶l!l， ('1ι습자 용당 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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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뼈1 딸겠습니다 그렵 우리 71차를 타고 가요 (학습자 수용) 

〈여뺑하기〉토흔과채 

자료4에서 학습자2가 1얼마가 나다’는 알을 반복하여 지신이 이해하지 

옷했옴을 표현하였고 이에 학습자1이 ‘얼미가 나다’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상대땅의 이해를 활성화시키고 알화를 지속해 냐가도록 하였다 

t 영료화요구 

이해하지 옷 하거나 싹l이 표현하고자 웅F는 알에 대한 설영이나 해석 

을요구하는것이다 

자료5 

SI 수영장은 어디어끼혁습자 유도 발화) 

52 방렌 (ξL습자 옹당 땅화) 

T 오른쪽 아니연 왼확 왼쪽온 어느 쪽이에요.?(교사 협상 유도 이혜 정정) 

SI 왼쪽은 이원쩌키예 tiα(중국어) 극렁화3남쪼ξ요~양?(한융 

자 안화 용당 악슐자 의미 연상 유도 영효화 요구) 

52 칸햄 (학습자 양화 용당) 

〈정보차과제〉 

자료5에서 혁습'12가 ‘수영징/<'1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수영장이 ‘밖에’ 

있다는 웅당 발화를 했는데 획않자l이 1밖이라는 단어의 뜻율 갱확하게 

이해하지 옷하고 밖에 무슨 알이야라는 영료화 요구를 용하여 상대방의 

도용을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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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알효F룰 측진.~ 전략 

<D 언어 표현 조정 

「 신조어시용하기 

신조어 사용하기는 학습자가 의도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용 

단어를 안틀어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초어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 

진 경우를 가리킨다{I!i찌ysWk l!ID73l 

지료6 

51 쪼ξ효j앞앞닝'!11(학습자 유도 발화) 

52 오 한 융 휠보뢰~(학슐자 용당 'I!!l-신죠어) 

T 휠도.?(교사 유도 땅*"와인 겁검) 

52 연도 그러연 용 휠포욕명도혹 2장 예약항니다(학습자 반복-수용) 

51 무슨 시간 기차g릉 예약합니까?(학습자 유도 엘화) 

52 IS일 IS일 표 주써요(억습자 용답 양화) 

〈방회매 고향 가는 티켓 예약하기〉 과제 

신조어는 학습자가 목표어 자료로부터 새로용 단어를 안들어 내는 것 

인데 자료6파 강은 경우， 학습^r가 연E라는 단어를 표현할 줄 모르지안 

왕복처 렵 왔다 갔다 두 번이 아닌 한 변을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티켓’이 

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샤용하여 딸화산출을 촉진했을 뿐 만 아니라 

’연도’라는 정확한 단어를 이끌어 내어 상대땅과의 상호작용도 환성화시 

켰다 

L 유사옴으호대체하기 

모국어의 어휘플 목표어의 옴운 현상 또는 형태엉칙에 적용시키거냐 



힌국어 양하기 교수 이숭에서 여습지‘여습지 간 언어 상호작용 연구 2W 

또는 옥표어의 어휘에 모국어의 응훈 현싱h을 적용시킹으로써1 목표어에 

존재하지 않거냐 또는 액락 속어 서 부적절한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올 말 

한다 

자료? 

51 그러연 운용화올 사서 그에게 주 주는 ? (학습자 유도 얄화) 
T 어떨까? (교사 바로 장기) 

51 웅， 어영까? 우리는 뿌효액화정에 가서 용용화증 살 수 있어요(학습자 

수용-유도 ’강화) 

sz 네 우리 가자(학습자 웅당 말화) 
51 그는 기cl<l셰요 그는 우슨 얻갱 (찍승짜 유도 압화4사용) 

T 나이가끼교사 유도 알화확인 정검) 

51' /J!휠 (ξ명자 웅당 안<1--바꿔 말하게 

T 옥二죄쏘요쯤(교사 수용바로 산7J) 

51 갱쏘죄쭉 우슨 색깔융 좋아해Rη학습자 수용-유도 망화) 

sz 올라서요(ξ녕자 웅답 엘화) 

〈선웅.A}71 > 과제 

자료7에서 학습자1은 ‘어떤 색^J-올 좋아하느냐는 유도 방화흘 하i야 

하는데 ‘색짤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롤라 색깔의 중국어 단어‘t1íf!e.’(염색) 

과 비슷한 발융인 연색1으호 대체하였다 이런 발화 전략을 용하여 핵않 

자가 교사 및 동료 학습자와의 의이 협상옹 이끌어 내고 바로 잡기를 통 

하여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였다 

c 단서 제공하기 

웅당 말화에서 적절한 어휘나 용사구조를 모르거냐 생각이 냐시 않올 

경우， 상대방이 웅당 발화의 단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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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흘 촉진õj-는 유형이다 

자il8 

51 기차즐 타연 시간이 많이 경려서요 그럽 우리 비앵기 탕까요?(한습자 

유도양화) 

sz 그런데 비챙기을 타연 비행기표 비앵기요흘 아주 '1써요(학습자 용 

당항화) 

잉 좀 비싼 연이지얀 (71 .자는)조긍 시간이 걸려셔요 걸려요 어떻게끼학 

습자 영71-유도 발화) 

sz 71차를 타고 애를 타연 동에 갱약 톤을 갱약하고 (학습자 웅답 

항화) 

외 활숭=얘슐자 바효 갱기 당셔 져용하게 

sz 함 수 아 동훌 쩔약할 수 잉어요(학융자 수용) 
〈여행하기〉토홀과재 

자료8에서 학습자271 ‘(비앵기보다)기차을 타고 애를 타연 돈을 절약할 

있다는 용답 말화를 하는 파쟁에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표현올 함 출 

올라 학습자l이 ‘할 수’라는 단서를 제공해 주어 상대방의 정확한 양화 산 

충을촉진시켰다 

E 당안제시하기 

상대방의 언어 숙달도를 고려하여 용당 발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 알화 속에 당안을 포함시키거나 당안올 직정 제시해 주는 경우를 말 

한다 

자료g 

51 북경에셔 내용고까지 얼아얘요.?(학습자 유도 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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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약 요천원이에요(학습자 용당 발화) 
51 오천원? 너무 '1싸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형게 아니라 조긍 학생중 

있어서 조금 싹게 살 수 있어?{핵않자 명71-유도 알화) 

st 융 손닝 요즘 기차흉 흩흐~(학습자 용답 얄화) 
51 톨란용언A?(핵습자 바로 훌기 당안 져시하게 

st 봐]얻많연요 그런데 값이 높이 (학습자 수용유도 알회) 

T 높아졌어요? 율라갔어요끼교사 바료 잡711 

st 높아졌어요(학습자 수용) 
〈방혁써 고한 71는 티켓 얘약δ;171> 과제 

자료9어 서 쩍습자2가 딴라 졌어요’라는 표현 때문에 ‘요즘 기차 속도가 

엘라 졌어요’라는 용당 발화툴 하는데 어려융이 생기자 동료 학습재51) 

과 교사가 각각 당올 제시하여 학습자2의 얄화 산출올 촉진하였다 

@대화구조조갱 

「 획인정정 

상대땅에게 자신이 제대로 이해4)하거나 또는 제대로 발회을 했는지 확 

인"는 상호작용척 조정 유형이다 

자료따 

51 냐 내일 표도 있어요.?(학습자 유도 양회) 

st 죄송앙니다 내일 우리 표훌 렐d좌 .... Jji1!j?(학슐자 의이 협상 유 

도-확인 갱검) 

41 ""l1ml에서 제시한 '1엔정경의 개녕은 자신이 재대로 이해었는지융 외jOJ하는 것 
이지만 학습X댄의 싱채 대회어 서 X 신이 제대로 양화플 하고 있는지툴 찍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앙기 얘용에 암회에 대한 확인도 악인정갱애 포t쟁 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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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호보표효율LI학습자 웅당 말화) 

s:; 내입 우리 표톨 예훤앙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북경 
쭈터 내용고까지 표를 있어요 (학습자 수용一정보 제공유도 받화) 

51 그래 그러연 긍요일 요을 사려고 해요 (엑업자 용당 발화) 

〈방찍써 고향 가는 티켓 에익봐기〉 과제 

자료10에서 학습자2가 ‘이튿날 표가 다 얘진되었다는 의미로 양화 산 

출하는 과정에 ‘애진’이라는 단어에 확신이 없어서 ‘매진 맞아요?(져얘1)’ 

라고 상대 학습자에게 확인 정겁올 요청하였다 이에 학습자l이 맞아요 

매진 다 팔았다꺼 매진 ~3E了 )’과는 뭇으호 사용원다는 것을 획인시 

켜줌으효써 학습자2가 이를 수용하고 말화를 수정하였다 

L 반복 

자신이나 상대땅의 알을 안복하여 교정을 요청하거나 얀옹올 이끌어 

내는조정 유형이다 

À}j섭1 

51 네 거실이 어디 있어끼학습자 유도 발화) 

s:; 거성 l총 차고 오른쪽에 있어 (학습자 용당 알화) 

51 여기끼학습자 유도 땅화{와인 정겁) 

s:; 용{학습자 용당 양화) 
51 소재(서재 알융융 잘 옷 함)가 어디 있어끼억습자 유도 일화) 

s:; 소재1 (그링보고악인)오~서재 서재가 2층 l충 월롤1정~(학융자 

반복←바로 잡기 양화 웅답) 

51 휠홈1(찍습자 의이 연상 유도-안욕) 

s:; 효""'"효""'"효￡릎('1‘융자 바로 장게 
〈정보차 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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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1에서 학습자2의 ‘서재가 l충 왼쪽에 있다는 말화가 잘옷되었다 

는 것을 딸견하고 ξk습자l이 상대앙의 얄올 반복함으로써 발화에 오류가 

있옴을 알려 주고 상대땅한테 교정을 요구하였다 학습자2는 밴복율 교정 

요구를 받이틀이고 발화를 조정한다 

I 영료화요구 

자신이 이해하지 못 하거나 표현하i찌 5뜯 일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을요청하는것이다 

자료J2 

51 시단시장의 율건은 비스 비스 (학습자 유도 발화 ) 

T 이씌요.?(교사 협상 유도 학인 정경) 

51 네 브l요욕(ξk습자 인정) 

52 종 비싸지만 웅건틀은 융건을은 좋습니다 
51 옹 빼앙빼액화점 여러 가λ1 티셔츠 쁘꽉펴략콕캘와학습자 유 

도 옐~찍습자 의미 어상 유도 명료화 요구) 

τ 뿔L욕(교사 알화 반응) 

51 네 거기서 티셔츠 쪼보(학습자 수용) 

〈선울사가〉과제 

자료12어 서 학습자1이 액화정어 서 여러 가지 티셔츠를 판다는 표현을 

하'3L자 하지만 ‘出햄(알다)’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발화에 문제가 생 

겼다 딸화를 완성하기 위해 혁않자l은 교시에게 ‘出엄(필다)’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시 설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즉 학습자l이 영효화 요구 

라는 전략을 통해서 교샤와의 의미 협상을 이끌어내고 정확한 발회를 생 

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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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호작용올 지옥시키기 위힌 전략 

<D 목록 관리하기 

목흑은 쩌여 진 과제 활동에서 말할 내용을올 얘기하는데 학습자들이 

파제룰 수앵ii}-E 동안 주어진 역할과 옥록에 따라서 대화를 시직하고 주 

처를 전개하며 상호작용융 유지한다 

자료ß 

51 해정 씨는 꽃율 좋아하지 않아요 울호~경검?(우엇융대상) 

52 요 그컵 지갑 어때요? 

51 웅 좋아요 

52 그러연 우리 엄B좌경A효’(어디에서 갱소j 

N가살게요 

52 不끼. 어디 어디 

51: 요 王쩌싸액하정에 가고 하나 사겠슐니다 

52 가칙온 엉.14. 엄마 껴도 흩o~요.?(엉이륙리-기칙) 

51: 100원 어예요? 

52 종 직싸요 그러연 f/X)원 어때요 니가 니가 언저 살게요 의요희."1. 

용.?(언셰-시간) 

51 냐 내엘 액회갱에 가고 

〈선울사기〉 과재 

자료13은 친구한테 어떤 생일 선울을 사출 것인지를 상의하는 실 상황 

알하기 과제 활똥이다 이 활동에서 주도적 학습자가 주어진 대화 옥록 

(누구에게， 무엇올， 어디에서， 언제 동)을 관리하연서 주제를 전개하고 상 

대명과 상호작용융 유지하연서 과제를 풀어 냐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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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순서 얻어 내기 

알할 순서를 얻는 것은 발언권올 획득하]]71 한다는 것 뿐 안 아니라 

화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싱을 표영하거나 새로훈 교환이냐 단위 화제의 

주도자가 되]]71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순서 얻어 내기 전략은 

언제 순서를 얻어 낼 것인지가 아닌 어떻게 순서를 얻어낼 것인지에 초정 

을둔다 

자료J4 

SI 드디어 시험이 끝나서 우리 여앵 가자? 

52 오 어디? 

&>가자 어디에개 

SI 글애요 나도 생각 없어요 

52 표건zl 해냥도 어때요.? {주의정충순셔 얻기) 

SI 너무 얼어서 

&> 그러연 *，올 상해 어때요? 

52 난 고~l:ó l 성빼이기 때문에 재미없어 

SI 요 그랩 해냥은 상빼보다 더 좋아요 

52 나도 냐는 해냥 가 온 척이 없어요 

&> 특훨 우리 어영게 갈거 ? (당화요져 셰호올 ill!) 
〈여행하기〉토론과제 

자료J4는 3명의 학습꺼필이 여앵지를 정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 

는 게 연리한지흘 토론하는 과제 활동 자료이다 과제에 참여한 학습자2 

는 ‘아 거기’와 같은 어새igi퍼)를 사용하여 다른 화자의 주의흘 이끌연 

서 순어를 얻어내고 학습자3과 같은 경우는 당화표지 j그헝’으로 자신이 

말을 하겠다는 뜻올 표시하며 일할 순서를 영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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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 언어 상호작용의 주찌와 전릭 유g 

|혔 
이해융 씬성화시키기 위한 안화쉰족진하기위한 

상호삭용융 

전하 전약 
지휴시켜가 

위한션약 

언어 g현조정 대화 구소조갱 언어 g힌조갱 대화 구소소성 

신죠어 

사용하기 

주도적 
"1쩌 띤찍 유시옹으호 

띤쩍 
-전욕 

학융자 
말하기 이해껑갱 대세하기 

외인정경 
판려하시 

←쯤어 와인생겁 딩싼i 
영료화요구 

얄아순서 

':~기 영효화요구 제시하기 얻어 내기 

당서 

채공하기 

신조어 

잉죠적 사용하기 영효화요구 

학습자 -휴사용으효 획인정정 
대께하기 

ξl습자 중심의 얄하71 과제 활동에서 ζk습자들은 알화 산출을 촉진하 

고 이해를 황성화시키기 위해 하나의 전략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 

부분 하나 이상의 전략을 사용한다 또한 언어 표현 조정이 대화 구조 조 

정으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훈이다 

W 말하기 교수 · 학습에서의 언어 상호작용 전략의 적용 

언어 상호작용 전략올 학습한다는 것은 학습3들이 X신의 대화 양식 

올 이해하고 그것을 더 효과척으로 통제하는 방식올 배우논 것이다 이런 

전략올 교수 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학습자 

들로 하여긍 지신의 대화 양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한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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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예를 틀연 알하기 파제 활용을 설계하는 것인데 학습자들은 전략의 

학융올 통하여 지낸의 대화 양식을 이해하고 그것올 스스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휠 것이다 

언어 상호작용 전략의 교수 학습은 학습지틀이 적극적으로 죠썩하여 

상호작용하도록 학습 항동이 고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을 유발 

시키는 흥미 있는 언어자료와 대i까 씨의 협상을 유도하논 집단의 구 

성과 전빡1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의미한 활동。1 01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지 영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상호작 

용이 할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영확한 단계가 포항되어야 한다 

전략은 상황， 목적， 관계 퉁의 연인에 따라서 그 상황에 더 적절하고 덜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땅에 따라 적절히 전략올 옹용해야 왼다는 인식 

이 중요하다 또한 교수 학숭의 결괴를 영가힘써 있어서 대화를 들려주 

고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기억역 Ell~트를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상호작용tH=- 환동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시하기， 비교하기 둥 관행적인 언어 표현이 존재하듯이 상호작용에 

도 판행적인 언어 표현이 혼재한다 상호작용의 판앵적인 언어 표연은 전 

형적으로 주어진 상형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할 차례의 종류를 포힘r하고 

구성요소틀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서를 포힘r하는 것으로 성격이 

규정쉴 수 있다 상호작용의 관행적인 표현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작 

용융 관리하고 조정히는 기술이 훨요하다 다"0'한 유형의 환경에서 상호 

작용을 조정할 수 능력은 당연히 연습올 멸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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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상호직용 핀앵쩍 언어 R얻 

등는사혐1 이해었는지 정검하기 l 듣는 사링으효서 자신의 이해륜 정겁하거나 

듣는사당의 의견융웅어보기 j 드러내기 

듣는 사앙으호부터 샅영히 해주도흑 하|이해 괴정에서 울영료한 정윤 외용기 
는 요구얘 얀용하기 |이혜되지 앙앗응용 나타냐기 
대화 상대명에 의해 또별어진 초점융 칙 |한영히 해 주도욕 요청하기 
엉r하게 안을기 | 앙하는 샤링이 초정에 대해서 적정한 동의나 
의이나 의도흉 용영히 하기 | 유보! 또는 영가 표현하기 

<ll 3> 상호작용 대회 구조와 언어 g언 예시 

유형 구초 언어표현 에운 

51 영아잉니까? 

억습자 유도 안양 。V가우슨 뜻이애요? 
52 융 학생중융 기져 

학습자 용당 엘'>j- %1윤이해하지 옷었 
오는 용 학생증 가져 

영료화요구 
악융자 협상 유도 어요 

오연반강 안값이에요 

(억숭'f 혐 
(영료화 요구) 혁숭 율/혈다시 셜냉빼 주 

51 만강? 안강? 그거 우 

상유도) 
자 바호 장기-획* 세요 

슨 뜻이에요? 

자 수용-새료용 ,tt 용j당 장올라& 오르 
S2:~ U:*tft(J'~意!&’‘ . *

억유도 겠어요 
m 
51 때. 네 그형게 하연 
뺀갱아요 양우요F 에약 

양수 있습니까?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잘 쩌여 진 과제 휠동을 롱하여 확 

인 정검1 영료화 요구 퉁 상호작용 션략을 학습자틀에게 훈련시키기 위하 

여 우선 거기에 해당되는 언어 표현과 그 잭략을 사용했을 때의 이접 퉁 

올 인식하게 하고 연습 단계툴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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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혐 1> 언어 상호작용 전략으l 쩍용 절차 

상호작용 'lI엉의 옐요 인식하기 
의시소옹 운채가 암생었융 경우 혜경iI"\-C 양엄 인식하기 

채시 I상빼 땐 언어 뾰 익il"171 
앙엉에시 

연습 
상.*'fl 따라 적절하게 샤용하여 얄얘 보기 

유의미안 상양얘서 시용하기 

과제 수뺑 동안 옐요한 순간에 사용옹111 

영가 
경엉과./[와 

언어 상호작용 전략은 운법이나 언어 형식으로 구성왼 활동을 홍히여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과제 활동을 흉하여 학습할 수 있 

다 학습자가 옥표 언어에 노출되고 대화자 간의 상호작용이 더육 뎌앙해 

지여 알회를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 정해진 시간 내에 효과적인 상호 

작용올 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이전의 준비단게 즉 상호작용 상황을 이 

해하고 펼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올 파익I75f는 단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상호작용단계는 학습자들이 준비단계에서 획득한 과제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사전 언어지식올 이용히여 언어를 구성하게 하는 단계이다 상호 

작용단계에서 언어 입력을 받고 출력올 하는 과정어 서 혁밟지는 자신이 

가진 언어 지식과 표현하는 데 펼요한 언어 지식 간의 >1<> 1를 인식하며 

이 과정에서 언어를 초정하기도 하고 동료 학습자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올 흥해 입력을 이해하고 발화 산출을 할 수 있게 왼다 이와 같이 상호작 

용율 반복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표현하그l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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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 쉽지 않은 표현올 생성할 수 있도록 동료 학습자나 교샤가 이끌 

어 주어야 한다 완성 단계에서는 교人}가 시벙 역할극 둥으로 언어흘 구 

성한 결과플 정리， 확인하게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V 결혼및 제언 

언어 교육에서 옥표 언어에 의한 상호작용의 활성화는 교수 학습의 

활동 옥표이자 똥시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랑직한 방법이다 학습 

자 간의 언어 상호작용 유영과 진약올 연구히여 언어 교욕의 현정써1 직용 

시킨다연 학습의 효괴성올 높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도용이 

횡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자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 딸하기 수엽에서 

의 실 상황 파제 환동올 중심으로 ξk습자 간의 언어 상호각용융 용석해 

보았다 알하기 과제 활통에서 학습잭i은 상대l장의 일올 이해하고 말화 

를 산출하며 상호작용융 지속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 상호작용 전략 

을 시용하고 있다는 것올 알 수 있었는데 본 연구지는 이 전략툴융 이해 

와 발화， 그리고 상호작용올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 유형으로 병주화하여 

이 전략틀을 알하기 교수 학습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을 해 보았다 흥i후 언어 상호작용 전략을 적용한 구체적인 말하기 교 

수 <"습 방안과 실제 적용 효과에 대한 현장 검중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할것이다. 

• 온 논문윤 3x8. 4. l J 우고되었으여 = 6. 2 싱^~7t 시작의어 3x8. 6. 10. 싱사가 완 
료되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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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운초록 

한국어 딸하기 교수학습어서 학습자- tl승자 간 언어 상호작용 연구 

중국 대학교 학습자톨 대싱으로 

빅빼연 

외국어 교육어 서 옥요 언어에 의한 상호작용의 활성화는 교수 <，k습의 활동 

옥표이자 동시에 그 옥요롤 달성하기 위한 바랍직한 방엉이다 교실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교사와 학습자 간， 욕히 학습자틀 간의 상호작용척 측연을 고려하 

지 않고서는 언어 수엄에 대한 충용한 이해와 효고}흉 기대하기 어협다 교수척 

인 측연에서 교사의 입력1 학습자측연에서 학생의 발화 t별， 그리고 교사와 학 

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유형과 전략등융 연구@애 교육의 현장에 작용시 

킨다연 엑h습의 효파성융 높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도용이 월 것이 

나 따e써 용 연구지는 중국의 한국어 말~171 수영에서의 실 상땅 과재 휠똥올 

중심으로 학습자 간의 언어 상호작용융 용석하여 학습자 간의 언어 상호작용을 

압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 즉 이해룹 한성화시키고 방화 산융융 촉진하여 상호 

작용올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으호 엉주화하였고 이 전략를융 딸하기 교수 학 

습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주제어l 언어적 상호작용， 한습자 중싱， 의사소용 전략， 당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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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Verbal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in 

korean Speaking Teaching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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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따‘"'" lean= during a::tual task octi찌bes 이 Krrean _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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